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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요약요약요약  하나의 브랜드는 다양한 서비스를 각각의 플랫폼에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네비게이션 방법, 메뉴 구조 등으로 인해 제품의 이용 학습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사용을 위해서 사용 환경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즉 이전의 사용 경험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새로운 사용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가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를 말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러 플랫폼에 적용된 한 기업의 제품군이 일관성을 가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Family UI 라 정의하고 Family UI 가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One brand is taking various forms as it is made applicable to different platforms. As a result users are presented with different interfaces, navigations, and menu structures and therefore are given the burden of relearning. So, in order to minimize such inconveniences and provide consistency of use within multi-platform environments a guide that will increase the service environment predictability is necessary. This paper defines Family UI as to refer to the element of user interface that gives consistency within various platforms belonging to one company brand. To propose implications of Family UI, this paper will analyze case studies in which the consistency policies have been applied.  핵심어핵심어핵심어핵심어: : : : user interface, multi platform, convergence UI, user experience, guidelineuser interface, multi platform, convergence UI, user experience, guidelineuser interface, multi platform, convergence UI, user experience, guidelineuser interface, multi platform, convergence UI, user experience, guideline                     *주저자 : ㈜ 이노이즈 인터랙티브  e-mail: zeze0@innoiz.com **공동저자 : ㈜ 이노이즈 인터랙티브 e-mail: {smjung, jlee, chraysong}@inno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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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유통 경로가 등장하면서 신규 매체의 등장 또한 활발해지며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컨버전스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소비자는 이제 한 가지 콘텐츠를 PC, mobile, TV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이들을 학습하는 데에는 각 디바이스마다 서로 다른 네비게이션 방식이나 메뉴 구조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해 불편함을 겪게 된다. 새로운 제품은 사용자에게 일정한 학습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는 가능한 학습 시간을 줄이고 이전의 경험을 유지 또는 이전하며 다른 플랫폼에서 이용하고 싶어한다. 이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플랫폼을 위한 여러 제품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사용자를 배려한 디바이스간의 연결성이나 사용 경험의 일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한 기업에서 멀티 플랫폼을 위한 여러 제품들 사이의 일관성 있는 사용 경험을 제공해 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Family UI 라 정의하고 이를 적용한 기업의 제품 사례를 분석한다. 멀티 플랫폼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은 한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이동 시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및 친숙성(familiarity)[9]을 높일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나아가서는 한 제품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져[10] 동일 브랜드의 다른 제품에 대한 경험으로 연결되는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한 Family UI 를 적용한 회사의 제품들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에서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관성과 Family UI 에 대해서 정의한 후 이전 관련 연구를 통하여 멀티 플랫폼에서 일관성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추출한다. 그 다음 이를 적용한 한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 인터페이스가 일관성을 갖는 사례를 분석한다.  3. 용어 정의 3.1 일관성의 정의                                                                                                                             Nielsen[1]은 일관성(consistency)에 대해 사용자가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스킬을 이전할 때 사용자의 가능성(possi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 때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성과 학습성을  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Kieras 와 Polson[2]은 일관성이 훈련된 규칙의 재사용(reuse of trained rules)으로 속도 훈련을 빠르게 

하고 이전(transfer)을 쉽게 하여 작동 과정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2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일관성의 정의 CHI 2006 의“크로스 플랫폼 디자인에서 일관성의 여러 가지 측면(The Many Faces of Consistency in Cross-Platform Design)”이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샵에서는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일관성을 사용자 레벨(user-level)과 인터페이스 레벨(interface-level)로 나눈다[3]. 사용자 레벨은 “사용자가 같은 태스크를 플랫폼을 이전하면서 한결같게(seamless) 가져갈 수 있는 지식의 이전”,  “인지적 편의성(cognitive compatibility)”, “사용자가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feeling of being at home)”이라고 말한다. 인터페이스 레벨의 일관성은 다른 플랫폼의 인터페이스에서 위젯이 항상 같은 액션을 하는 것과 같이 같은 디자인에 대해서 같은 기능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메타포,구조, 네비게이션, 레이아웃, 룩 앤 필, 인터랙션 테크닉과 같은 정의가 이에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일관성은 후자인 인터페이스 레벨로 일관성의 속성 중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과 친숙성(familiarity)[9]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3.3 Family UI 의 정의 본 논문에서 정의한 Family UI 는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되는 Family Look 이라는 단어에서 인용한 것으로 한 브랜드에서 나온 모델들에 브랜드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디자인 요소를 말한다. 한 브랜드에서 나온 자동차의 특정 부분 디자인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어떤 브랜드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Family Look 을 적용한 디자인은 모델이 다르더라도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는 것을 바로 구별해 낼 수 있어서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해주는 효과와 함께 향후 구매력에 영향을 준다.   Family UI 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어로 여러 제품에 일관성 있게 적용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같은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즉 Family UI 를 적용한 한 기업의 A 제품 경험을 B 제품으로 이어갈 수 있고 나아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또는 아이덴티티와 연관될 수 있다는 개념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Family UI 가 적용된 제품들이 그렇지 않은 제품들에 비해 제품 이용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관련 연구 Human Computer Interaction 영역에서 일관성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 최근 다양한 기능을 가진 디바이스들의 컨버전스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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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전의 연구를 보면 일관성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최근 어플리케이션의 다양한 플랫폼의 적용에 대한 문제로 일관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Jeffrey Nichols[3]는 “크로스 플랫폼디자인에서 일관성의 여러 가지 측면(The Many Faces of Consistency in Cross-Platform Design”이라는 CHI 2006 의 워크샵에서 워크샵 참여자들에게 관련한 질문지와 의견을 통하여 크로스 플랫폼에서 일관성의 정의와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설명한다. Rodrigo 와 Heloísa Vieira[4]는 비슷한 태스크를 다른 디바이스에서 행할 때 사용자의 경험과 사용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멀티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일관성을 위한 우선사항들(priorities)에 대해 제안하였다.  Kai Richter[5]는 멀티 디바이스의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변형 전략(transformation strategy) 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실제로 데스크탑 PC 와 손바닥 크기의 디바이스 에서 이전을 도와주는 메뉴와 툴바의 변형 전략의 예시를 보여준다. 한편 국내의 이승원외[6]의 연구는 시각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한 기업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지털 제품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통한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David Ausubel 의 유의미 학습(Meaningful Learning)이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처음 직면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소를 도출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인터페이스 요소에 대해 연구한다. 5. 일관성을 위한 Family UI 의 요소 및 적용 사례 분석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 중에서 일관성을 이루는 요소에 대한 연구[3]를 보면 일관성을 위해 Task, Context, 네비게이션, 레이아웃, GUI 이상 5 가지 차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학습 형태 및 구조적 절차를 통해 5 가지 중에서 중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사용자 인터페이스 측면의 멀티 플랫폼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를 정의한다. Ausubel 의 유의미 학습 이론에 따르면 학습은 새로운 사건이나 항목들이 기존에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 체계에 관련시키는 의미적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이는 새로운 항목을 학습자의 기조 인지 구조내에 있는 관련 항목에 연관시키는 과정으로 새로운 학습 항목이 인지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항목은 보다 포괄적인 개념 체계(=관련 항목 군)와 상호 작용을 하고 적절히 포섭(subsumed)된다. 학습이 관련성을 근거로 의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학습 대상을 기존의 인지 구조와 관련시키려는 학습자의 자세(태도)가 있어야 하다. 그리고 학습 대상 자체가 사용자에게 잠정적으로 의미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즉, 학습대상이 기존의 인지 구조와 관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인간의 학습에서 잠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학습대상을 의미 있는 학습대상 즉, 기존의 인지 구조와 관련될 수 있는 학습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학습 

과제를 학습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강한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한다. 강한 동기와 그 특정 학습 대상을 학습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 어떠한 학습과제도 잠정적으로 의미 있는 학습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에게 특정 대상 미디어 또는 디바이스가 높은 사용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접하는 시점에 사용자가 사전에 접한 인지 구조와 관련시킬 수 있도록 연관성이 필요하다. 대상 인식 및 사용예측을 위한 단계를 유의미 학습을 바탕으로 구조화 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a)최초 대상 인식 발생시 대상을 인식하고 b)이와 관련된 대상에 대한 기존 인식이 존재하는지 즉, 대상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c) 기존 인지 체제를 기초로 d)응용하게 되고 e)관련 대상의 사용 예측성을 도출하게 된다. 
 [그림 1] 대상 인식 및 사용예측 단계 본 논문에서는 이 연관성으로 [그림 2]와 같이 대상 인지 과정에서 1 차적 중점 요소로 GUI, 네비게이션, 레이아웃 이상 3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  

 [그림 2]연관성 관련 요소 또한 이와 관련된 적용 사례를 조사하고 사용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친숙성에 대한 영향성을 분석한다. 사례 조사로는 애플과 소니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각 기업별 생산된 여러 디바이스의 Family UI 에 대해서 설명한다. 5.1. GUI 멀티 플랫폼에서 일관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GUI 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접할 때 거부감을 줄여 친숙성(familiarity)을 높이고 나아가 동일한 기업의 제품으로 알 수 있게 하며 디바이스 사용을 위한 각종 사전 인식을 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좀 더 세부적인 요소로 나누어 GUI 패턴, 아이콘, 애니메이션 형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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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패턴 GUI 패턴은 단어의 글꼴, 크기, 색깔등과 같은 인간의 1 차적 인지 요소와 관련된 인간공학 요소이며, 일관성을 이루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이다. 이는 새로운 플랫폼을 대할 때 친숙성(Familiarity)을 높이고, 한 기업의 제품군으로 인지하게 되는 요소이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플의 운영체제인 MAC OS 의 디자인 테마는 1983 년 개발/생산된 리사의 GUI 로 부터 발전되어 현재의 아쿠아 테마까지 디자인의 일부 칼라 및 효과 등 미적 요소를 제외하고 애플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는 지속적인 사용성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 이다. 
 

  [그림 3] 애플社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패턴 아쿠아 스타일  또한 GUI 패턴에서 포커스 칼라 역시 네비게이션의 기초적인 가이드 정책으로 연관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4,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커스 및 글씨체 등은 GUI패턴의 최초 접하게 되는 대상인지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a) iMac b) iTV c) iPod Touch  [그림 4] iMac, iTV, iPod Touch 에서 포커스 칼라 :포커스 컬러를 다른 플랫폼의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글 : AppleGothic 영문 : Lucida Grande Helvetica  

[그림 5] 애플社의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 한글/영문 폰트의 사례  PC 의 운용체제를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社의 Windows, 애플社의 MAC OS X 등은 각각의 독립된 분위기를 위해 GUI 디자인 패턴을 가진다. 즉 Windows XP 의 테마와 MAC OS X 레오파드와 같은 형태를 얘기한다. 이 GUI 디자인 패턴을 위해서는 메뉴의 색상과 글꼴, 포커스 이벤트 발생시 색상, 스크롤 형태 등이 포함된다.  5.1.2. 아이콘 아이콘은 버튼과 객체들을 나타내기 위해 마련된 작은 그림으로 오늘날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중심이 되고 있다[7]. 아이콘은 메타포로 사용자가 해석하며 크게 일관성, 구체성, 간결성의 기준을 가지고 제작되어야 한다[7]. 본 논문에서는 일관성을 가지며 각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 사례들을 설명한다.  

 [그림 6] 소니社의 대표 제품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이콘 : 동일 아이콘을 각 플랫폼에 따라 컬러만 변화시켜 적용하고 있다.   [그림6]은 소니社에서 각각의 디바이스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적용돠는 아이콘이다. 애플社 역시 마찬가지로  각 제품군은 알림 및 이용 안내의 형태로 동일한 형태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제품군의 이용에 사용자가 쉽게 이용 가이드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iMaciPod TouchApple TV  [그림 7] 애플社의 아이콘 라인업 : 동일 메타포를 지니며 플랫폼에 따라 형태를 변화시킨 사례이다.   
�1�0�3�3



[그림 8] 애플社의 알림 정책에 적용된 아이콘: 업데이트된 알림 표시를 같은 위치에 사용하고 콘텐츠 확인 여부 또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림7,8]은 애플社의 MAC OS X, Apple TV 및 휴대용 기기인 iPod 제품군에서 사용되는 아이콘 및 알림을 위한 그래픽 인터페이스이다.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이콘의 메타포는 동일하게 가져간 채 디바이스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형태만 약간씩 바꾼 것을 볼 수 있다. 이미지의 공통적인 인식을 위해 최대한 차용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다른 디자인의 형태를 가지는 아이콘도 있으나 특징적인 요소를 공통으로 갖추고 있다.  5.1.3. 애니메이션 형태 애플社의 줌인-줌아웃, 화면 전환 등의 애니메이션, 소니社 XMB(Xross Media Bar)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각적인 동적 피드백으로 사용자는 공간을 인지하며 사용하게 되고 이는 사용시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는 요소이다. 
iPod Touch
iMac

 [그림 9] 애플社의 화면전환 및 확장, Task 선택 : 화면 전환 및 메뉴의 단계 이동에 대한 전환을 일관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다. 
iMac iPod Touch  [그림 10] 애플社의 iMac 과  iPod Touch 에서 화면을 Dock 으로 내림 시의 애니메이션  

PSP  [그림 11] 소니社의 XMB 의 좌우키를 이용한 카테고리 전환 애니메이션  5.2 네비게이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계의 어디에 있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점을 혼자서 가더라도 쉽게 주문하여 음식을 먹고 계단 옆 또는 구석진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올 수 있다.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패스트푸드점의 경험을 다른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사용자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네비게이션의 일관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관성을 가진 네비게이션 구조는 사용 예측성을 높일 수 있다. Ziefl[8]은 실험을 통해 네비게이션의 올바른 멘탈 모델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는 일관성을 이루는 차원으로 네비게이션을 언급하며 네비게이션의 사용자 멘탈 모델을 실험했다. 실험 결과 계층 구조의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종류의 구조로 이동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바로 네비게이션의 변경이 사용자에게 혼돈성을 유발하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동일한 제품군에서 횩효과적인 Family UI 정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5.2.1. 애플社 노트북-휴대용 디바이스 간 네비게이션의 일관성 애플에서는 제품군의 파일 오픈 및 작업창의 이동 등의 애니메이션 구조에서 같은 맥락의 구조로 구현되어 있다. 

 [그림 12] 다른 디바이스의 유사한 네비게이션 방식  

iTunes iPod TouchiTunes iPod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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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의 전환 및 메뉴구조의 구성 등으로 실제 서비스 이용의 흐름을 구성하는 계층이 된다. [그림 12]는 iPod Touch 의 네비게이션 구조를 보여주는 데 화면 이동 또는  메뉴의 단계 이동시 좌우의 네비게이션 구조를 가진다. 이동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애플의 네비게이션 구조에 대해 [그림 13]과 같은 좌우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즉 가장 최상위의 개념을 좌측으로 두어 네비게이션 중간에 길을 읽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는 애플 제품군의 모든 제품에 동일한 네비게이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3] 애플社의 Task 전환 구조 : 정보의 흐름이 좌우로 연상되는 구조를 지니며 가장 상위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좌측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공간 구조를 갖게 한다.   또한  아래의 [그림 14]에서 Home 이라는 개념은 언제 어디에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준다.  Spaces & ExposeF8 F9

F11 메뉴키로 홈으로 이동메뉴키로 홈으로 이동iMAC _ 단축키 Apple TV _ 메뉴 iPod Touch홈버튼 iPod nano메뉴 Long Key  [그림 14] 애플社의 Home 개념을 적용한 사례   5.2.2. SONY의 XMB 네이게이션 정책   소니는 PS3 에 적용시켰던 XMB UI 시스템을 공식 UI 시스템으로 표준화하여 점차 다른 제품 군까지 이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XMB 는 십자 형태의 네비게이션 구조로 복잡한 기기를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형태로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소니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보다 하드웨어적인 조작성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조그(Jog) 다이얼과 XMB 라는 고유한 네비게이션 방식을 강화하고 있다.  

TV PS3PSP MP3 Player  [그림 15] 소니社의 XMB 네비게이션 : 소니의 TV ‘‘‘비‘‘, 게임기 ‘PS3‘ ‘PSP‘ 에 동일한 네비게이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XMB 의 네비게이션 구조를 보면 아래의 [그림 16]과 같다.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며 좌우 키와 십자 형태가 잘 매치되어 네비게이션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어서 소니社의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1111DepthDepthDepthDepth 2222DepthDepthDepthDepth 3333DepthDepthDepthDepth2222----1111 3333----1111[O][◀/X]동일한 PUI 적용으로 [O/X]키와 [◀/▶]방향키를사용하여 동일한 네비게이션 실행 4444DepthDepthDepthDepth4444----11111111----1111 1111----2222
 [그림 16] 소니社의 XMB 네비게이션 구조  5.3 레이아웃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제품을 모태로 모든 제품이 형성되어있다. 윈도우 시리즈의 PC OS 제품과 임베디드 OS , Xbox등의 콘솔 게임기, IPTV 솔루션인 미디어룸으로 구성되어 윈도우즈 시리즈의 태생이 되는 사용자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5.3.1.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이아웃 마이크로소프트는 Xbox 콘솔 게임기를 홈네트워크의 미들웨어 개념으로 도입하면서 많은 홈 미디어를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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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마이크로소프트 홈네트워크 UI (Xbox360 UI 및 Verizon FiOS TV UI)  [그림 17]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좌우 메뉴 여닫이 구조의 인터페이스를 인터넷 TV 와 콘솔 게임기 환경에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메뉴 선택 구조로 기존의 Xbox 360 게임기 이용자의 경우는 TV 이용에 많은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Xbox 콘솔 게임기의 인터페이스 변경 없이 해당 디바이스를 이용한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Windows 인터페이스를 모든 제품에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최초 이용자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이용자일 경우에는 불편함 없이 또는 최소한의 재학습을 위한 자원으로 새로운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8] 마이크로소프트의 PC 및 임베디드 환경  [그림 18]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초기 Windows 제품의‘시작’버튼으로 시작하는 메뉴 트리 구조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2. 애플의 레이아웃 애플은 MAC OS 부터 적용해온 사용자 환경에서 Dock 의 개념을 다른 디바이스에도 적용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디바이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메뉴의 위치정보 및 역할에 대한 예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Dock 은 자주 사용하는 항목 열기, 메뉴 접근하기, 계층 메뉴 만들기, 최소화된 윈도우 저장하기 등을 위한 편리한 장소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 메뉴와 유사한 서비스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뉴에 대한 동일한 구분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른 디바이스에 적용하여 동일한 이름과 서비스 제공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그림 19] 애플의 Dock 인터페이스  6. 결론 빠르게 발전하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된 혁신적인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I/O 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제품에 대한 최적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본 논문은 여러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각 I/O 에 충실한 제품을 만들 때 최적화 이외의 일관성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에서는 정의한 Family UI 를 적용한 사례를 통하여 멀티플랫폼에서 일관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Family UI 가 적용되었을 경우 사용자들이 여러 제품 사용에 대한 학습량을 줄이고 사용환경 예측을 통해서 제품 이용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기존의 고객들을 새로운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사용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Fmaily UI 를 위한 3 가지 요소에 대한 사용성 평가 및 서비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환경에서 적용되는 범위 검증 및 계측 과정으로 연구를 확장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Nielsen,J.:Coordinating User Interfaces for Consistency, Neuauflage 2002 edn. The Morgan Kaufmann Series in interactive Technologies. Morgan Kaufmann Publishers, San Francisco, CA, USA(1989) [2] Kieras, D. and P.Polson(1985), “An Approach to the Formal Analysis of User Complexity”, International Jounal of Man-Machine Studies 22:36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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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chter,K. Nichols,J. Gajos,K. Seffah, A. :The Many Faces of Consistency in Cross-Platform Design. In: Proceedings of the CHI 2006 Workshop on The Many Faces of Consistency in Cross-Platform Design(2006) [4] Rodrigo de Oliveira, Heloísa Vieira da Rocha. ”Consistency on Multi-device Design”.INTERACT 2007 LNCS 4663, PartⅡ, pp.617-623,2007. [5] Kai Richter, “A Transformation Strategy for Multi-Device Menus and Toolbars” CHI2005, April2-7,2005,Portland, Oregon,USA. [6] 이승원,송상민,한기은, “디지털 기기의 UI 표준화를 통한 일관된 기업이미지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가을 한국디자인학회, 대한인간공학회, 한국감성과학회 통합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p.198-199, 2008 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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